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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세먼지 관리대책은 일반적으로 대기오염 현황, 배출원별 배출량 등 조사 결과로부터
미
오염원별 기여율을 평가하여 삭감 우선순위 및 목표 삭감량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분야별 대책 수립·시행 후 결과 평가를 통해 대책을 보완하는 절차로 추진됨1
오염원인 및 실태 분석

목표 농도/목표 삭감량 설정

분야별 대책 수립

· 대기오염 현황 조사

· 미래 오염물질증가 예측

· 고정/이동/면 오염원

· 배출원별 배출량 조사

· 전망치 대비 삭감 목표

· 비상대응

· 오염원별 기여율 평가

· 인프라 구축

환류

평 가

실적보고

그림 1. 미세먼지 관리대책 수립 및 추진 절차(감사보고서, 2020)

 경부는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해마다 대기정책지원시스템
환
(CAPSS, Clean Air Policy Support System)을 통해 공개하고 있음
- CAPSS는 국내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추정치를 배출원, 배출계수, 배출활동이 일어나는 시공간
및 강도 등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산정함
- 배출량 통계와 대기 측정망 자료는 대기환경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기초자료임. 측정망 자료는
오염도 평가, 정책 판단에 활용하고, 배출량 자료는 관리대책 우선순위 설정, 정책 효과 검증 등에
활용함2
- 각종 오염원에 대한 정확한 계측·진단이 선행되어야 효과적인 관리대책 수립과 정책 실효성
확보가 가능함

 접 배출된 물질과 다른 여러 물질이 복잡한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어디서 얼마나 배출
직
되는지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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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정책지원시스템
(CAPSS, Clean
Air Policy Support
System)

대
 기오염물질 배출목록(Air Pollutants Emission Inventory)에 근거한 배출 정보 종합
시스템
- 1차 배출량에 대하여 1999년부터 매년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산정하여 발표하는 국가 공식
통계자료3, 4
- 체계적인 기초 자료 수집·관리를 통해 대기환경 정책 수행에 필요한 배출량 통계 정보를 제공함
- 배출원 분류체계에 따라 미세먼지 등 9개의 대기오염물질* 대상으로 배출량을 산정함**
* 일산화탄소(CO),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총먼지(TSP),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암모니아(NH3), 블랙카본(BC)
** 1999년에는 총 7개(CO, NOx, SOx, TSP, PM10, VOCs, NH3) 물질에 대해 산정함, 2011년 PM2.5 추가, 2014년 BC
추가

Clean Air Policy Support System
DB
유관기관 자료

배출업소 자료

GIS 자료

중앙부처,
지자체

대국민
정보서비스
(air.go.kr)

산정
자료구축

자료변환

자료검증

배출량 산정

배출량 확정

배출량 검증

배출량 분석

연구자
제공

배출량
보고서

그림 2. 대기정책지원시스템(CAPSS) 구성 체계(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리플릿 홍보자료)

배출원 분류체계

 럽 CORINAIR(CORe INventory AIR) 배출원 분류체계(SNAP 97, Selected Nomen유
clature for sources of Air Pollution)*를 기초로, 국내 실정을 반영하여 13개 대분류로
구성
* 유럽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목록 가이드북(Air Pollutant Emission Inventory Guidebook) 프로젝트에서 개발됨.
대기오염물질 배출활동 범주에 대하여 11개의 배출원으로 선정 및 명명함

- 2006년까지는 SNAP 97을 따랐으나, 2007년부터 신규 배출원을 추가하고 기존 배출계수를 개선
하는 등 국내 실정에 맞춰 배출원 분류체계를 보완*하고 있음
* 배출원 분류체계에는 비산먼지 2007년 추가, 생물성 연소 2011년 추가되었으나, 2015년 자료부터 국가
배출량 통계에 공식 포함됨

- 배출원 분류체계는 대분류(13)-중분류(54)-소분류(310)-세분류(501) 4단계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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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대분류 체계
SCC*

배출원 대분류

주요 배출원

01

에너지산업 연소

02

비산업 연소

발전, 지역난방, 석유정제 등 에너지 생산·전환 산업

03

제조업 연소

04

생산공정

05

에너지 수송 및 저장

06

유기용제 사용

07

도로이동오염원

자동차 주행으로 인한 배출. 승용차, 버스, 화물차, 이륜차, RV 등

08

비도로이동오염원

자동차 외 내연기관 장착. 철도, 항공, 선박, 농기계, 건설장비 등

09

폐기물처리

10

농업

11

기타 면오염원

12

비산먼지

13

생물성 연소

연료
연소

상업, 공공, 주거, 농축산 시설의 난방, 온수, 조리, 작물건조 등
제조업 배출시설의 연료 연소. 보일러, 가스터빈, 고정 엔진 등
연료 연소 시설 외 제조업 공정

휘발유 공급으로 인한 발생. 정유소 출하기지, 저유소, 주유소 등
용매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VOCs. 페인트, 세탁·세정, 기타 유기용제

폐기물 처리방법(소각, 매립, 퇴비화, 바이오가스 생산 등)에서 발생
비료사용, 가축 분뇨 등 암모니아 배출량 산정
식생·습지·토양 등의 오염물질 배출, 산불 및 화재 등
일정 배출구 없이 대기로 배출되는 먼지. 도로재비산먼지, 건설공사 등
고기구이, 숯가마, 노천소각, 목재난로, 농업잔재물 소각 등

* SCC(Source Classification Code): 오염원 분류

- 시간 해상도는 월 단위, 공간 해상도는 시도-시군구-읍면동-격자 4단계 구조임. 상위 공간 해상도
에서 배출량이 산정되면 배출량을 공간 배분함3 (배출원 위치, 지역별 연료 사용량 등의 공간 분석
을 통해 지역별-읍면동 단위로 배출량을 분배함10)
- 크게 점오염원*, 선(이동)오염원**, 면오염원***으로 구분할 수 있음
* 특정 지점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오염원(발전소, 대형사업장 등)
** 자동차, 선박 등 이동하면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오염원
*** 일정 면적 내의 소규모 발생원 다수가 모여 발생하는 오염원(주택단지 등)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
(SEMS, Stack
Emission Management System)5

 업장에서 대기배출시설의 허가 및 신고사항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해 사업자가 대기배출
사
시설과 방지시설 운영 및 자가측정사항을 사실대로 기록하여 보존하는 시스템으로, 2013
년부터 운영을 시작함

 기배출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신뢰성 있는 자료 구축을 위해 대상 사업장*의 정보를
대
수집·관리함
* 대기환경보전법 제17조에 의거하여,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설치신고를 한 배출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

- 대기배출원 조사항목은 사업장 현황, 배출시설 정보(배출구, 배출시설, 방지시설 정보), 운영기록
(가동시간, 시설 운전, 시설 보수), 자가측정사항, 활동도(연료사용량) 정보 등이 있음
- 1~3종 사업장은 자료항목에 따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 현황 등을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에
일 또는 월 단위로 등록, 4~5종 사업장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서 매년 전수 조사함
※ 2021년 3월부터 1~5종 전수조사로 조사대상 범위가 확대됨

-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에 입력한 자료는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서 데이터 검증을 거쳐 확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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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정책지원시스템(CAPSS)을 통한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및 다양한 환경정책
대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함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

배출시설
인허가

사업장
기초자료 등록

SEMS
(자료수집·검증)

<사업장>

145여개의 세부항목에
대한 자료수집

사업장
배출원
운영기록

1-3종

<한국환경공단>
CleanSYS
(TMS 자료)

4-5종

3단계 검증

제공

CAPSS
지자체

센터 전문인력 검증

사업장
사업장 대기배출 사설
운영기록 자료 확정

4년 주기로 전수조사 ▶’21년 이후 매년 전수 조사

그림 3.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 구성 체계(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리플릿 홍보자료)

배출량 산정3

대기환경관리를 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방법을 법률로 규정함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의하여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설치하고, 국가미세먼지
정보센터에서 발생원인, 정책영향 분석, 배출량 관련 정보 수집ㆍ분석 및 체계적인 관리를 수행함

- 배출량 산정 시 동일한 방법 적용을 통한 통일성 및 신뢰도 향상을 위해 기존의 표준화 방법론을
기술한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방법 편람을 발간함
※국
 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방법 편람 I(2007), II(2010), III(2013), IV(2020)

- CAPSS 개선연구사업을 통해 산정방법, 배출계수, 활동도 자료 등을 보완하고 있으며, 이를 반영
하여 산정 방법론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음
※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서 매년 발행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연보에 연도별 개선 내용이 수록되어 있음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방법
[배출량 산정 방법 기본 컨셉]
· 배출량 = 활동도 × 배출계수 × (1-방지효율)
* 배출계수 : 배출시설의 단위연료 사용량, 단위제품 생산량, 단위원료 사용량, 단위폐기물 처리량당 발생
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정도를 원단위로 나타낸 값
* 활동도 :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거나 에너지를 소비하는 일련의 활동
※ 배출계수에 방지효율이 고려되는 경우, 산정식 ‘배출량 = 활동도 x 배출계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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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오염원: SEMS 및 굴뚝원격감시체계(TMS, Tele-Monitoring System)*를 기반으로 상향식(Bottomup)** 산정
* 대형사업장 굴뚝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자동측정기기로 상시 측정하고 이를 관제센터와 온라인으
로 연결하여 배출상황을 24시간 관리하는 시스템
** 실사를 통해 배출 시설 각각의 활동자료를 수집하여 배출량을 산출하고 적절하게 분할하여 배출 목록을 작
성함. 보다 정확한 배출량 산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6,7

- 면·이동오염원: 부문별 연료 사용량 등 국가통계자료를 활용하여 하향식(Top-down)* 산정
* 국가 통계 데이터(연료 소비량 등)에 공통된 배출계수를 적용하여 배출량을 산정함. 전수조사가 불가능한
가정 난방, 소규모 상업시설, 자동차 등에 대표적으로 적용6,7

- 배출계수는 국내에서 개발한 배출계수*를 우선 적용하고, 국내 미개발 배출계수는 유럽환경청
(EEA), 미국 환경청(EPA) 등의 배출계수를 적용함
* 2019년 12월을 기준으로, 총 29,405개 중 국내(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개발한 배출계수 비중은
22%(6,526개)에 불과함1

- 활동도: 연료·원료 사용량, 주행거리 등 150여개 기관에서 300여개 통계자료를 입수하여 활용

대분류별 배출량
산정 방법3

연료 연소(에너지산업, 비산업, 제조업 연소)
- 점오염원의 경우 SEMS를 기반으로 상향식 방법을 통해 배출량을 산정함. 점오염원에서 소비되는
연료를 제외한 나머지 연료를 면오염원으로 분류함
- 사업장별 굴뚝원격감시체계(TMS, Tele-Monitoring System)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데이터를 우선
적용함
- TMS가 없는 경우 연료 사용량, 연료에 대한 배출계수, 방지시설 처리효율을 인자로 고려하여
배출량을 산정함

Eij = AFuel × EFij × (1 - CF)
Eij : 시설j의 오염물질i 배출량(kg/yr)
AFuel : 연료 사용량(석탄=ton/yr, 유류·LPG=kl/yr, LNG=천㎥/yr)
EFij : 배출계수(석탄=kg/ton, 유류·LPG=kg/kl, LNG=kg/천㎥)
CF : 방지설비의 처리효율

생산공정(연료 연소 시설 외 제조업)
- 제품 생산 공정에서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산정함
- 생산공정 전체에 대하여 평균 배출계수를 추정하여 배출량을 산정함. 활동도에 방지효율이 고려
된 제어(Controlled) 배출계수가 적용되므로 별도의 방지효율은 고려하지 않음

Eij = A × EFij
Eij : 시설j의 오염물질i 배출량(kg/yr)
A : 원유 투입량 또는 유황 회수량(kl/yr 또는 kg/yr)
EFij : 배출계수(kg/kl 또는 kg/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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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수송 및 저장
- 휘발성이 강한 휘발유 공급으로 인해 발생되는 VOC 배출량을 산정함
- 정유사·저유소(출하기지 저장탱크 및 수송수단 적재)는 점오염원, 주유소(휘발유 취급, 판매)는
면오염원으로 분류함
점오염원

면오염원(주유소)

EVOC = A × EF VOC

EVOC = (A1 × EF VOC1) + (A2 × EF VOC2)

EVOC : VOC 배출량(kg/yr)

EVOC : VOC 배출량(kg/yr)

A : 휘발유 출하량(kg/yr)

A1 : 유증기회수설비 설치 주유소 휘발유 판매량(kl/yr)

EFVOC : VOC 배출계수(kg/kg)

A2 : 유증기회수설비 비설치 주유소 휘발유 판매량(kl/yr)
EFVOC1 : 유증기회수설비 설치 주유소 VOC 배출계수(kg/kL)
EFVOC2 : 유증기회수설비 비설치 주유소 VOC 배출계수(kg/kL)

유기용제 사용
- 용매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VOC 배출량을 산정함. 모두 면오염원의 공간 특성을 가짐
도장공정(자동차 제조 및 수리, 건축 및 건물, 코일코팅, 선박제조, 나무 및 가구제조)

EVOC = {(A1 × EF VOC,i) + (A2 × 0.88)} × (1 - CF/100)
EVOC : VOC 배출량(kg/yr)

A2 : 희석제 소비량(L/yr)

A1 : 페인트 소비량(L/yr)

0.88 : 도료 평균 비중(kg/L)

EFVOC : VOC 배출계수(kg/L)

CF : 방지효율(%)

세정 및 세탁시설, 인쇄시설, 유기용제 사용, 아스팔트 도로포장

EVOC = A × EF VOC × 0.1
EVOC : VOC 배출량(kg/yr)
A : 종사자 수(인) 또는 업소 수(개소)

0.1 : 국
 내 총 아스팔트 소비량 중 컷백 아스팔트
비율(%)

EFVOC : VOC 배출계수(kg/인/yr 또는 kg/개소/yr)

도로이동오염원
- 자동차의 주행으로 인해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산정함. 도로비산먼지는 별도로 분류
하여 산정함
- 엔진 작동 조건에 따라 엔진가열모드, 엔진미가열모드로 구분
- 휘발유 자동차는 정차 및 주행중의 휘발유 증발 배출량을 추가로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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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가열

Eij = VKT × EFi/1000 × DF × (1-R/100)
Eij : 자동차 j의 도로주행시 발생한 오염물질 i 배출량(kg/yr)
VKT : 주행거리(km/yr)
EFi : 차종별, 연료별, 연식별, 차속별 배출계수(g/km)
DF : 열화계수
R : 저감장치 부착 효율(%)
엔진미가열(엔진 예열과정-냉각수 온도 70℃이하)
※ 엔진가열 상태보다 믾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함

ECOLD,ij = βj × Nj × Mj × eHOTj × {(eCOLD/eHOT)ij - 1}
ECOLD,ij : 차종 j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i의 엔진미가열 배출량
βj : 차종 j의 엔진미가열 상태의 주행거리 분율
Nj : 차종 j의 수
Mj : 차종 j의 주행거리
eHOTj : 차종 j의 엔진가열 상태에서의 배출계수
(eCOLD/eHOT)ij : 차종 j의 엔진가열상태 대비 엔진미가열 상태에서의 배출비율
휘발유 증발(휘발유 차량 운행에 따른 휘발유 증발)

EEVA,VOC,j = 365 × Nj × (ed + S) + R
EEVA,VOC,j : 차종 j의 증발손실에 의한 VOC 배출량(g/yr)
Nj : 차종 j의 휘발유 사용 차량 등록대수(대)
ed : 금속탱크를 가지고 있는 휘발유 차량의 일중 VOC 배출량(g/day)
S : 휘발유 차량의 일중 hot and warm soak 배출량(g/day)
R : 주행손실(running loss)에 의한 휘발유 차량의 연중 배출량(g/day)

비도로이동오염원
- 자동차 외 내연기관을 장착한 철도*(디젤동차-무궁화, 새마을 등), 항공, 선박, 농기계, 건설장비 등
* 무궁화, 새마을 등 디젤동차만 대상에 포함됨. KTX 같은 전동차나 전기기관차는 해당 없음
철도

선박

Ei = ∑A × EFi

Eij = Aj × EFij

Ei : 오염물질 i 배출량(kg/yr)

Eij : 선박 1척의 오염물질 i 배출량(kg/yr)

A : 구간별 월별 연료 소비량(kl/month)

Aj : 선박 1척의 유종 j의 소비량(ton/yr)

EFi : 오염물질 i의 배출계수(kg/kl)

EFij : 유종 j에 대한 오염물질 i의 배출계수(kg/ton)
* 정박, 운항모드 사용량 추정 방법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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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Eij = Aj/2 × N × ∑(tj,mode × EFij,mode)
Eij : j기종 이착륙에 의한 오염물질 i 배출량(kg/yr)
Aj : j기종 이착륙 횟수
N : j기종 엔진 수
tj,mode : j기종 운항모드별 엔진 가동시간(min)
EFij,mode : j기종 운항모드별 오염물질 i 배출계수(kg/min)
GSE(지상지원장비)

Eijk = Ajk/2 × EFijk,mode
Eijk : k 공항의 GSE 장비 j의 오염물질 i 배출량(kg/yr)
Ajk : k 공항의 항공기 이착륙 횟수
EFijk,mode : k 공항의 GSE 장비 j 오염물질 i 배출계수(kg/LTO)
농기계, 건설장비

Eij = Nj × HPj × LFj × HRs × EFij × 10-3 × DF
Eij : 기계 j종 사용으로 발생하는 오염물질 i 배출량(kg/yr)
Nj : 기계 j종 등록대수(대)

HRs : 기계 j종 가동시간(hrs/yr)

HPj : 기계 j종 정격출력(kW)

EFij : 기계 j종 오염물질 i 배출계수(g/kWh)

LFj : 기계 j종 평균 사용 출력 비율(0.48)

DF : 열화계수

폐기물처리
- 소각, 매립, 퇴비화, 바이오가스 생산 등 폐기물처리 방법에 따라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 입수 자료의 한계로 소각, 폐수처리, 매립에 대해서만 산정함
소각, 폐수처리

Ei = A × EFi
Ei : 폐기물 처리시 오염물질 i 배출량(kg/yr)
A : 폐기물 처리량(ton/yr)
EFi : 폐기물 처리 시 오염물질 i 배출계수(kg/ton)
* 폐수처리는 오염물질 암모니아(NH3)에 대해서만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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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
 업
- 비료사용 및 가축 분뇨관리로 배출되는 NH3를 산정함
비료사용 농경지

분뇨관리

Ei = A × N/100 × EFi

Ei = ∑(A × EFi)

Ei : 오염물질 i 배출량(kg/yr)

Ei : 오염물질 i 배출량(kg/yr)

A : 비료사용량(ton/yr)

A : 가축 사육두수(마리/yr)

N : 제품별 질소함량(%)

EFi : 오염물질 i의 배출계수(kg/마리)

100 : 질소함량 단위 환산계수
EFi : 오염물질 i의 배출계수(kg/ton)

기타 면오염원
- 자연오염원에 의한 배출, 습지나 수체에서의 배출, 산불 및 화재 등
자연오염원
① VOC 산정

② 암모니아 산정

Flux(㎍/㎡·yr) = ∫ε × D × γdt

ENH3 = A × EFNH3

ε : 수종별 평균 배출 포텐셜(㎍/g·hr)

ENH3 : 암모니아 배출량(kg/yr)

D : 잎 생체량 밀도, 건조상태의 잎 중량(g/㎡)

A : 식생면적(㎢)

γ : 환경보정계수, 온도·일사량 변화에 따른 보정계수

EFNH3 : 암모니아 배출계수(kg/㎢/hr)

산불 및 화재

동물(인간배출원)

Ei = A × EFi

ENH3 = A × EFNH3

Ei : 오염물질 i 배출량(kg/yr)

ENH3 : 인간에 의한 암모니아 배출량(kg/yr)

A : 산불피해면적(ha), 건물화재건수(fire)

A : 인구수(인)

EFi : 오염물질 i 배출계수(kg/ha, kg/fire)

EFNH3 : 암모니아 배출계수(kg/인/hr)

비산먼지
- 자동차의 도로운행으로 재비산되는 먼지, 사업장 또는 공정 중에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로 배출
되는 먼지를 일컬음
- 건설공사, 나대지, 하역 및 야적, 농업활동, 축산활동, 건설폐기물 재활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산
먼지도 포함됨
포장도로 재비산

EPM = VKT × EFPM × (1 - (P/4N))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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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M : 포장도로 배출량(kg/yr)

P : 강우량 0.254㎜ 이상의 강우일수

VKT : 주행거리(km/yr)

N : 월별 일수

EFPM : 먼지 배출계수(g/km)

4 : 보정계수(비포장도로에 비해 빨리 마름)

미세먼지 인사이트

비포장도로 재비산

EPM = VKT × EFPM × (1 - (P/N)) × 0.001
EPM : 비포장도로 배출량(kg/yr)

P : 강우량 0.254㎜ 이상의 강우일수

VKT : 주행거리(km/yr)

N : 월별 일수

EFPM : 먼지 배출계수(g/km)
건설공사

EPM = A × P × EFPM
EPM : 먼지 배출량(kg/yr)

P : 토공기간(7 month/yr)

A : 연간 건축 착공면적(㎡)

EFPM : 먼지 배출계수(kg/㎡/month)

①나대지 , ②하역 및 야적, ③농업, ④축산, ⑤폐기물처리

EPM = ∑A × EFPM
EPM : 먼지 배출량(kg/yr)
A : ①면적(㎡), ②출하량(ton/yr), ③경작면적(ha/yr), ④가축 수(두수), ⑤폐기물처리량(ton/yr)
EFPM : 먼지 배출계수(①kg/㎡/yr, ②kg/ton, ③kg/ha, ④kg/두수, ⑤kg/Mg)

생물성 연소
- 노천소각, 나무 등을 연료로 쓰는 행위, 고기 직화구이, 숯 연소 등
- 불완전 연소가 일어나기 쉬워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음
노천소각

농업잔재물 소각

Ei = P × W × B × EFi

Eij = Aj × Flj × EFij

Ei : 오염물질 I 배출량(kg/yr)

Eij : 작물 j에 대한 오염물질 i 배출량(kg/yr)

P : 농가인구수(인)

Aj : 작물 j의 경작지 면적(㎡/yr)

W : 1인당 폐기물 발생량(kg/yr)

Flj : 작물 j의 단위면적당 평균 소각량(kg/㎡)

B : 노천소각비율(%)

EFij : 작물 j에 대한 오염물질 i의 배출계수(kg/kg)

EFi : 오염물질 i 배출계수(kg/kg)
고기 및 생선구이

Eij = Aj × Pj × Rj × C × EFi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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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j : 육종 j에 대한 오염물질 i 배출량(kg/yr)

Rj : 육종 j의 양념/비양념 비율

Aj : 육종 j의 연간 소비량(ton/yr)

C : 육종 j의 조리형태 비율(직화/철판)

Pj : 육종 j의 부위별 구이 비율

EFij : 육종 j에 대한 오염물질 i 배출계수(g/kg)

미세먼지 인사이트

목재난로 및 보일러, 아궁이

Eij = (AH × r × Fld × D) × EFij × 103
Eij : 기종 j에 대한 오염물질 i 배출량(kg/yr)

Fld : 1일 연료 사용량(ton/day)

AH : 농업가구 수

D : 연간 사용일수(day/yr)

r : 마을의 화목난로, 화목보일러, 아궁이 보유비율(%)

EFij : 기종 j에 대한 오염물질 i의 배출계수(kg/kg)

숯가마

∑Eij = ∑Flj × C × Q × EFi
∑Eij : 숯가마 배출량(kg/yr)

C : 숯가마 기수

Flj : 기종 j의 가마 1기당 평균 연료(목재)사용량

Q : 숯 평균 제조수

(ton/week)

전망배출량
(BAU, Business As
Usual)8

EFi : 숯 나무 전환계수(0.12 ton/ton)

기준년도 이후부터 현재까지 확정된 규제제도를 반영하여 예측된 최종적인 장래배출량
- 기준년도의 CAPSS 자료에 연도별 성장계수*를 곱하여 전망배출량을 산정함
* 배출량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지표의 증감률과 과거 활동도에 따른 추이를 분석하여 산정됨

- 단, 발전부분은 증설, 폐지계획에 따라 배출량 증감을 직접 예측함
[전망배출량 산정 방법]
· 기준년도 CAPSS 배출량 × 성장계수 × 규제계수
※ 성장계수: 오염원 분류(SCC) 및 연료 분류에 따라 배출량의 증감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에 대한 추이를
분석하여, 기준년도 다음해부터 목표년도까지 연도별로 기준년도 대비 성장률을 산정함

대기오염물질
삭감량 산정9, 10

 세먼지 관리대책의 정책 목표와 삭감 계획에 과학적 타당성 및 적정성을 확보하기
미
위하여 정확한 삭감량 산정이 중요함
- 배출량 저감 계획 수립에 활용: 세부대책별로 합리적이고 유효한 방법으로 삭감량을 산출하여
저감 목표의 실효성 확보
※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19)」에서 PM2.5 등 오염물질 배출량을 감축하여 2016년 26㎍/㎥이던 전국 PM2.5
평균농도를 2024년에 16㎍/㎥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PM2.5의 목표농도와 오염물질의 배출 저감 목표 등을
설정함

- 정책 효과 분석에 활용: 미세먼지 관리대책의 효과 및 목표 달성률 등을 평가·분석하여 보완방안
마련 및 추가 대책 발굴을 통해 재정 투자의 효과성과 효율성 제고

 APSS 기반의 자료(배출량 자료, 배출계수 등), BAU, 오염원의 변화 등이 종합적으로
C
적용된 산정식을 통해 대기오염물질 삭감량을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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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
 감량 산정 방법 예시
※ 2017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중 일부 세부대책의 삭감량 산정 방법을 기술함
발전 부문

-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조기폐쇄(에너지 산업)
[삭감량 산정 방법]
· 해당연도 BAU(ton/yr)×조기폐쇄 발전호기 수(기)
[산정 오염물질]
· TSP, PM2.5, NOx, SOx
수송 부문

- 친환경 자동차(전기, 수소,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보급 확대(도로이동오염원)
[삭감량 산정 방법]
· 친환경차 운행 대수(대) × 친환경차 복합배출계수(g/km) × 배출가스 저감율(%) × 일일평균
주행거리(km/대·day) × 365(day/yr) × 10-6
※ 전기, 수소차는 배출량을 0으로 가정함(배출가스 저감율 100%)

[산정 오염물질]
· PM10, PM2.5, NOx, VOCs
-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확대(도로이동오염원)
[삭감량 산정 방법]
· 조기폐차 차량 대수(대) × 경유차 복합배출계수(g/km) × 일일평균주행거리(km/대·day)) ×
열화계수 × 365(day/yr) × 10-6
※ 조기폐차 대상 차량의 추가 운행가능 연수를 3년으로 가정, 삭감효과는 폐차 후 3년으로 가정

[산정 오염물질]
· PM10, PM2.5, NOx, VOCs (PM2.5는 PM10의 0.92 분율 적용)
- 노후 경유차 저공해화(도로이동오염원)
[삭감량 산정 방법]
· [DPF* 부착] 저감장치 부착 차량(대) × 경유차 복합배출계수(g/km) × 배출가스 저감율(%) ×
일일평균주행거리(km/대·day)) × 열화계수 × 365(day/yr) × 10-6
* Diesel Particulate Filter, 오염물질 저감 설비
※ 삭감효과는 저공해화 후 4년간 지속되는 것으로 가정

[산정 오염물질]
· PM10, PM2.5, VOCs (PM2.5는 PM10의 0.92 분율 적용)
- 농기계, 건설장비 배출 저감(비도로이동오염원)
[삭감량 산정 방법]
· Tier*-4 기계 대수(대) × (Tier-3 배출계수 – Tier-4 배출계수)(g/kWh·대) × 평균정격출력(kW) ×
평균출력비율(0.48) × 가동시간(hrs/yr) × 10-6
* 농기계·건설장비 배출허용기준(숫자가 클수록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엄격함)

[산정 오염물질]
· [농기계]PM10, PM2.5, NOx (PM2.5는 PM10의 0.92 분율 적용)
· [건설기계]PM10, PM2.5, NOx, VOCs (PM2.5는 PM10의 0.92 분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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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 항만 미세먼지 저감(비도로이동오염원)
[삭감량 산정 방법]
· [노후선박 DPF 부착] 단위 배출량(kg/yr) × 배출가스 저감율(%) × 보급량
※ 선박 배출량(kg/yr) = (정박시 연료소비량(ton)+접안시 연료소비량(ton)) × 배출계수(kg/kl)

[산정 오염물질]
· PM10, PM2.5, NOx, VOCs (PM2.5는 PM10의 0.92 분율 적용)
생활 부문

- 도로청소차량 보급(비산먼지)
[삭감량 산정 방법]
· 분진흡입식 제거장비 보급대수(대) × 단위 삭감량(5.42ton/yr·대) × 0.19
· 진공청소차량 보급대수(대) × 단위 삭감량(0.36ton/yr·대)
· 진공살수차량 보급대수(대) × 단위 삭감량(0.25ton/yr·대)
[산정 오염물질]
· PM10, PM2.5 (PM2.5는 PM10의 0.24 분율 적용)
- 불법소각 지도 단속(생물성 연소-노천소각)
[삭감량 산정 방법]
· 해당연도 BAU(ton/yr) × 삭감률(%) × 불법소각 지도 단속 이행률(%)
[산정 오염물질]
· PM10, PM2.5, NOx, VOCs
- 생활 주변 냉난방 보일러 관리(비산업 연소)
[삭감량 산정 방법]
· 저녹스보일러 보급대수(대) × 저녹스보일러 교체시 저감량(0.0036ton/대·yr)
[산정 오염물질]
· NOx
- 도료 VOCs 함량 제한 및 수성도료 사용 확대(유기용제 사용)
[삭감량 산정 방법]
· [도료 VOCs 함량 제한] BAU(ton/yr) × 함량제한에 따른 삭감률(%)
· [수성(친환경)도료 사용 확대] BAU(ton/yr) × 수성도료 사용비율(%)
※ VOCs 함량 제한에 따른 삭감률: 자동차 제조·수리 18%, 건축·건물 43%, 코일코팅 60%, 나무·가구제조
42% 등
※ 수성도료에 의한 배출량을 0으로 가정함(수성도료 사용에 따른 삭감률 100%)

[산정 오염물질]
· VO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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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및 시사점

환
 경부는 매년 대기정책지원시스템(CAPSS, Clean Air Policy Support System)을 통해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공개함
- 배출량 통계는 대기환경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기초자료로, 관리대책 우선순위 설정, 정책 효과 검증
등에 활용함2
- 관련 연구 및 대기관련 대책 수립·시행·이행효과 분석 등에 활용되므로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배출량 산정이 필요함2
- 직접 배출된 물질과 다른 여러 물질이 복잡한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얼마나 배출
되는지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

해
 마다 배출계수, 활동도, 산정식 등의 산정방법을 개선하고 있으나 국가 배출량 통계의
부정확성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1,11
- 배출량 통계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배출원 누락, 방법론 노후화, 사용통계의
신뢰성 저하 등이 있음
- 국가 배출량 통계에 공식적으로 집계되지 않는 누락 배출원에 대한 실태 파악이 어려움. 배출원
누락 시 배출량이 실제보다 적게 산정되거나, 해상도를 떨어뜨려 배출량 정확도를 저하 시킴12
- 소규모 사업장, 불법 노천 소각, 화목연료 사용 등 비관리 연소는 대개 불완전 연소가 일어나기
때문에 더욱 많은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할 수 있음13
- 배출계수 중 일부는 해외 자료를 사용하거나 참고할 해외 배출계수 조차 없는 경우도 있음
- 배출량 산정 오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을 과대·과소 평가하여 정부 미세먼지 대책의 효과를 떨어
뜨리는 주요인이 됨
- 배출량 산정 정확도 제고를 위해서는 누락 배출원 발굴·추가, 현실에 맞는 배출계수로 보완, 현장
조사를 통한 실제 배출 활동 정도를 확인·검증하는 작업이 필요함

대
 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기간은 현행 3년의 기간이 소요되어 당해연도와 최신 배출량
통계자료 사이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
- 입수되는 활동자료를 검토하고, 부분별로 배출량을 산정 및 검증에 긴 기간이 필요하며, 유관기관
에서 통계자료를 생산하는데 1년 이상 소요됨12
- 배출량 증감이나 누락 등이 적시에 반영되지 못한 채 미세먼지 관리대책 등을 세우고 있어 계획의
실효성이 저하될 수 있음
- 환경부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통계 정확도 제고를 목적으로 2019년 12월에 국가미세먼지정보
센터를 설립하고, 2022년까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기로 함14
※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통계를 정기적으로 생산하는 국가는 미국, 유럽, 일본 등이 있음.
※ 미국의 경우 신속한 자료 공개를 위해 최종 확정 자료(Final version) 공개 이전에 초안 검토 자료(Draft)를
우선 공개한 후, 검증·보완을 거쳐 단계적(Version 1, Version 2, Version 3)으로 공개하는 체계를 정립함
※ 유럽의 경우 매년 2월 15일까지 전전년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배출 목록 자료를 제출하고, 배출량 산정,
검증 등을 거친 후 공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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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배출량 산정-관리대책 수립-정책 실효성 확보' 과정이 원활하게 이어지기 위해서는
산(産)·학(學)·연(硏)·정(政)이 함께 참여하고 노력해야 함15

- 전문가, 학계,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개선 로드맵(2017.12)을 작성
하여 단계적으로 배출량 개선을 위해 노력 중에 있음12
- 배출량의 정확도 제고를 위해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정보 관리위원회"
를 구성 및 운영(2020.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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